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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주기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7번의 안식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보는 견해와 7번
째 안식년(대안식년; super sabbath)을 희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레위기25:10-
11을 근거로 하며, 두 번째 견해는 레위기25:8-9을 근거로 하여 2년 연속되는 땅 휴경이 가져오게 
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안식년 때에 1년 동안 땅에서 농사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6년째에 2년 동안을 위한 
풍년을 주시는 것처럼, 희년 때에도 2년 동안 땅에서 농사짓지 않도록, 48년째에 3년을 위한 풍년을 
주실 수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들과 나
무에서 맺어지는 과일들 등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과 희년에는 사람의 노력과 노동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
은 사람들은 희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희년은 사회의 약자들,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채무를 갚기 위하여 땅을 이용할 수는 있었으나 희년에는 반드시 주인에
게 되돌려 받아야만 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키워드
Keyword

유산의 회복
Restoration of the Legacy    恢复产业

소개하기
Introduction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을 주셨고,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초막절’을 주셨으며,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도록 하셨다. 절기를 주신 뜻이 그러하듯이 또한 내
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땅에 쉼을 주는 ‘안식년’을 통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확인시킴으로써 내 인생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셨고, ‘희년’을 통
해 땅과 사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
다. ‘희년’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서, 계속해서 그러한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잊혀진 희년의 회복 / 이승열 

토기장이의 집 Potter’s House 窑匠的家 18



친해지기
B o d y

1. 희년은 ‘잃어버린 유산의 회복’입니다.
    Jubilee is ‘the restoration of the lost legacy’. 
    禧年是“恢复失去的产业”。    禧年是“恢复失去的产业”。

1.1. 희년에는 저당잡히거나 팔렸던 유산(땅과 집)을 다시 돌려줍니다. 
     (레위기25:10,28, 27:24; 25:29-31,15,32-34)
      On Jubilee, people got back their lands and houses that were sold or mortgaged. 
      (Leviticus 25:10,28, 27:24, 25:29-31,15,32-34)  
       到了禧年, 赎回抵押或卖出的产业(地业和房屋)。(利未记25:10,28, 27:24, 25:29-31,15,32-34)       到了禧年, 赎回抵押或卖出的产业(地业和房屋)。(利未记25:10,28, 27:24, 25:29-31,15,32-34)

1.2. 희년에는 선물로 받았던 땅과 집을 다시 돌려줍니다. (에스겔46:16-18)
       On Jubilee people were supposed to return the land and houses that they recived as gifts. 
       (Ezekiel 46:16-18)
        到了禧年, 归还作为礼物收到的土地和房屋。(以西结书46:16-18)        到了禧年, 归还作为礼物收到的土地和房屋。(以西结书46:16-18)

2. 희년에는 빚진 모든 부채가 탕감됩니다.
    On Jubilee, all debts that people made to survive in a difficult situation are canceled. 
    到了禧年, 所有负债得豁免。    到了禧年, 所有负债得豁免。

2.1. 희년에는 빚진 부채를 모두 탕감해줍니다. (신명기15:1-2)
       On Jubilee, all debts that people made are canceled. (Deuteronomy 15:1-2)
        到了禧年, 豁免所有负债。(申命记15:1-2)        到了禧年, 豁免所有负债。(申命记15:1-2)

2.2.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15:3)
       Only those who belong to the Israelite community can enjoy the blessings of Jubilee. 
       (Deuteronomy 15:3)
       只有在以色列共同体内, 才能享受到禧年的祝福。(申命记15:3)       只有在以色列共同体内, 才能享受到禧年的祝福。(申命记15:3)

2.3. 공동체 안에서는 이익을 위한 비싼 고리대금이 아니라,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법정 이자로 돈과 양식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레위기25:35-37; 출애굽기22:25-27; 신명기23:19-20)
      In a community, we should not lend money with high interest in order to make money. 
       Instead, we should lend money in a way that is acceptable in the society. 
      (Leviticus 25:35-37; Exodus 22:25-27; Deuteronomy 23:19-20)
      在以色列共同体内, 借钱和借粮不可为了自己的利益而收取高利贷, 要免息或按照社会通用的      在以色列共同体内, 借钱和借粮不可为了自己的利益而收取高利贷, 要免息或按照社会通用的

       法定利息来算。(利未记25:35-37; 出埃及记22:25-27; 申命记23:19-20)       法定利息来算。(利未记25:35-37; 出埃及记22:25-27; 申命记23:19-20)

1.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유산(사람,공동체,물질적유산 등)들을 기억해봅시다. 회복되어야 할 당
신의 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이미 회복된 것들도 나누어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렸던 ‘희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지금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3. 희년에는 종으로 팔린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되돌아갑니다.
    On Jubilee people were to let those who were sold as slaves because of financial reasons 
    go back home.  
    到了禧年, 作为奴仆被卖的子民和他们的子女要归回本家。    到了禧年, 作为奴仆被卖的子民和他们的子女要归回本家。

3.1. 희년에는 여려워져서 종으로 팔린 백성들과 그 자녀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레위기25:39-43)
     On Jubilee people were to let those who were sold as slaves because of financial reasons 
       go back home. (Leviticus 25:39-43)
       到了禧年, 因穷乏而被卖的子民和他们的子女要归回本家。(利未记25:39-43)        到了禧年, 因穷乏而被卖的子民和他们的子女要归回本家。(利未记25:39-43) 

3.2. 희년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위기25:44-46)
       Jubilee, however, is not applied outside of the Israelite community. (Leviticus 25:44-46) 
       禧年不适用于除以色列共同体以外的其他人。(利未记25:44-46)       禧年不适用于除以色列共同体以外的其他人。(利未记25:44-46)

3.3.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팔린 백성이 있다면, 부유한 가까운 친척이 대신 부채를 갚아주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레위기25:47-55; 민수기36:2-6; 욥기42:10-15)
      If there is any Israelite who is sold, then the closest relative to that person is supposed to 
      pay back his debts so that he can come back to the community and enjoy the blessings   
      of Jubliee. (Leviticus 25:39-55; Numbers 36:2-6; Job 42:10-15)  
      若有被卖到以色列共同体之外的子民的话, 那么其富足的近亲则要代替他偿还赎价, 使他重新      若有被卖到以色列共同体之外的子民的话, 那么其富足的近亲则要代替他偿还赎价, 使他重新

       归回共同体内得享禧年的祝福。(利未记25:47-55; 民数记36:2-6; 约伯记42:10-15)       归回共同体内得享禧年的祝福。(利未记25:47-55; 民数记36:2-6; 约伯记42:10-15)


